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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운행자동차에 있어서 안전운행과 환경에 문제가 없는 효과적인 엔진튜닝의 작

업가능성을 확인하고, 튜닝엔진의 특징을 파악하여 엔진튜닝 검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비튜

닝 및 튜닝 엔진 2-1, 2-2, 2-3의 4종류에 대한 넓은 범위의 엔진회전수 하에서 4행정, 4기통 DOHC, 터보 

인터쿨러, 수냉 가솔린엔진의 실제 운행자동차를 사용하여 공연비 및 성능 특성에 미치는 튜닝엔진의 효

과를 실험적으로 조사했다. 운행 가솔린자동차에 대한 엔진의 튜닝 부분은 흡기 다기관, 흡기 파이프, 공

기필터, 배기 다기관, 배기 파이프 및 소음기를 포함한다. 1인이 탑승한 5단 자동변속기를 갖는 운행 가

솔린자동차 비튜닝 및 튜닝 엔진의 공연비 및 토크는 차대 동력계(Dynojet 224xLC)에 의하여 실험에 의

해 측정하였다.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닝엔진의 최대 토크는 비튜닝엔진보다 평균 103.68% 만큼 증가되

었고, 튜닝엔진의 최대 출력은 비튜닝엔진보다도 평균 119.68% 만큼 증가되었음을 알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basic data of the engine tuning inspection by 
confirming the working possibility of effective engine tuning and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uned engine 
that are no problem with the safety operation and environment in a driving gasoline car. The effects of tuned 
engine on the characteristics of air/fuel ratio and performance at a wide range of engine speed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the actual driving car with a four-cycle, four-cylinder DOHC, turbo- intercooler, 
water-cooled gasoline engine operating under four types of non-tuning, and tuning 2-1, 2-2 and 2-3. The tuned 
parts of engine in a driving gasoline car include the intake manifold, intake pipe, air filter, exhaust manifold, 
exhaust pipe and silencer. In this experiment, the air-fuel ratio and torque of both non-tuned and tuned 
engines that one person took on board in the car with a five-speed automatic transmission were measured by 
the chassis dynamometer(Dynojet 224xLC).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torque of tuned engine in a 
driving gasoline car was increased by 103.68% on average, while the maximum output was increased by 
119.68% on average in comparison to the non-tuned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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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차원에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환경차원

에서 배기 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을 다양하게 시도해 오고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연료 소비량 증

가 및 에너지 한계성에 따른 가격상승의 우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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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열효율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고, 배기 배

출물에 대한 환경강화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지

고 있다.(1~10)

한편, 제작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성능, 사용부

품 등에 한계가 있고, 가격면에서도 상당한 차이

가 있기 때문에, 환경 및 효율을 소비자 요구의 

최고수준으로 맞출 수는 없다. 또한, 제작사는 자

동차엔진의 보증기간과 내구성에 대한 신뢰도 때

문에, 고효율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설계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자동차 애호가들은 구매한 자동차 자체에 만족

하지 않고 개인적 취향과 개성에 맞추어 엔진과 

자동차 일부 또는 전체를 향상된 성능과 새로운 

기능으로 다양하게 개조하여 타고 다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작업이 자동차 

튜닝(car tuning)이다. 최근에는 에너지 소비율 저

감 및 환경보호의 차원에서도 운행자동차의 성능 

향상 및 배기 배출물 저감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에 이러한 튜닝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저자들은 가솔린엔진의 흡기 다기관, 흡기 파

이프 및 공기필터를 각각 3단계의 다른 형태로 

튜닝을 하여 실제 운행자동차에 적용하여 자동차 

안전운행 및 환경에 문제가 없는 효과적인 튜닝

작업의 가능성, 성능향상 및 배기 배출물의 저감

효과를 조사한 결과, 3단계의 튜닝방법 모두가 

성능이 향상되었고, 배기 배출물도 기준치 이내

에 들어와서 효과적인 튜닝작업이 가능함을 밝혔

다.(11)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정숙한 주행에 맞춰 배기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작하고 있다. 배기시스템에 

대한 튜닝의 기본적인 요소는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압을 최저로 저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배기시스템 튜닝은 배압을 저감시켜주는 부품으

로 교체하여야 한다. 배기시스템의 튜닝과 관련

된 부품은 배기 다기관, 배기 단열재, 머플러, 중

간소음기, 스포츠촉매, 유니버설 머플러, 공진기

(resonator), 역류차단장치, 배기플랜지 등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배기 다기관, 배기 파이프 및 

소음기를 적용한다.

배기 다기관은 엔진의 각 실린더에서 배출되는 

배기관을 하나의 관으로 모으는 장치이다. 가속

페달의 응답성능(response performance)과 출력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배기시스템의 튜닝에 있어서 

배기 다기관은 길이가 길어지면 고속영역에서 출

력이 향상되지만, 중․저속 영역에서는 출력이 저

하될 수 있다.

배기 파이프는 구경이 작아질수록 중․저속 영역

에서 출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배기소음

은 배기 파이프 구경이 작아질수록 커지는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고속영역에서는 배기 파이

프 구경이 클수록 출력이 향상되고, 구경이 작아

질수록 배기소음이 증가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

서 배기소음과 배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가변형 

튜닝소음기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엔진의 흡기 다기관, 흡

기 파이프, 공기필터, 배기 다기관, 배기 파이프 

및 소음기를 튜닝하여 실제 운행자동차에 적용한 

다음, 이 들의 튜닝상태가 자동차 안전운행 및 

환경에 문제가 없이 소유자의 선호도 폭을 넓힌 

운전형태에 가장 효과적인 튜닝작업이 가능하다

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튜닝엔진의 공연비 및 

성능을 엔진회전수에 따라 측정하여 튜닝엔진의 

특징을 파악해 엔진튜닝의 성능 검사용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국내 H사 G모델의 수냉, 4기통, 

DOHC, 4행정, 터보 인터쿨러 가솔린엔진 자동차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nd mea-
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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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test motor car

Item Specification
Body type 2 door coupe

Engine type
G4KF, 4 cylinder, 

4 cycle, water-cooled, 
turbo intercooler

Vehicle weight(kg) 1,540
Piston displacement(cc) 1,998

Maximum power(kW/rpm) 154/6,000
Maximum torque(N·m) 299

Bore(mm) × Stroke(mm) 86 × 86
Compression ratio 9.41

Intake & Exhaust type TCI
Transmission type Automatic(5/1)

Photo 1 Chassis dynamometer for measuring torque 
and air/fuel ratio(Dynojet 224xLC)

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Fig. 1에는 실험 

및 계측 장치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용 자동차의 주요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

고 있다.

Photo 1의 Dynojet 224xLC 차대 동력계에 의해 

1인(65 kg)이 탑승한 5단 자동변속기를 갖는 가솔

린엔진 자동차의 공연비 및 토크를 측정하였고, 

출력은 측정된 토크에 의해 산정하였다. Photo 2

에는 운행 가솔린자동차의 성능측정 장면을 나타

내고 있는데, 이동형 송풍기가 튜닝차량의 엔진

냉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Table 2에는 Dynojet 

224xLC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토크는 Photo 3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하여 측

정하는데, 차대 동력계 소프트웨어에서 변형량을 

계산하여 자동 측정된다. 즉, 튜닝을 한 운행 가

솔린자동차에서는 튜닝부품과 ECU를 변경한 후, 

엔진 및 변속기의 외부 주행조건에 따라 ECU 제

어조건을 감안하여 차대 동력계에 장착된 스트레

인 게이지를 통해 휠에서 순출력이 측정된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chassis dynamometer 
(Dynojet 224xLC)

Item Specification
Maximum power(kW) 1491.89
Maximum speed(km/h) 322

Maximum axle weight(kg) 1,360.78
Calibration Quick-call

Eddy current Standard

Photo 2 Measuring scene of performance for driving 
car

Photo 3 Strain gauge installed on the chassis dynamo- 
meter(Dynojet 224xLC) for measuring torque 

자동차 출력의 측정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

는데, 이 중에서 총출력(gross output)은 기본엔진

에서 나오는 출력으로 엔진구동 외의 냉각수 펌

프, 연료펌프, 배기 조절장치 등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동력계에 의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인 순출력(net output)은 공기청정기, 냉

각장치, 배기시스템, 발전기, 배기제어장치 등의 

모든 장치가 장착되어 전달구동축 혹은 변속기로 

전달되는 출력으로 차대 동력계에서 측정하는 방

식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엔진출력은 1997년 이

전에는 총출력 측정방식을 적용하였지만, 1997년 

이후부터는 순출력 측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차량상태를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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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회전 상태에서 자기진단기를 사용해 ECU 

서비스 데이터를 통한 센서고장 여부 등 정밀진

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회전에서 주요 센서 

8개 항목에 대한 정상상태의 값은 엔진회전수 

751 rpm, 맵센서값 389.1 hPa, 스로틀 개도 4.7% 

(Pulse width modulation), 냉각수온도 85.5°C, 흡기

온도 45.8°C, 연료분사시간(1번 실린더) 0.8 ms, 

산소센서 전압(B1/S1) 0.1 V 및 점화시기 BTDC 

10°로 나타났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의 튜닝용 운행 가솔린자동차를 선정하

기 위하여 비튜닝 차량의 성능을 파악하였다. 동

일 엔진형식 및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5대의 자동

차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Dynojet 224xLC 차대 

동력계에서 최대 토크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최

대 출력 특성을 파악하였다.

2009년산 A차량은 29,500 km를 주행하였고, 최

대 토크 및 출력이 263.82 N·m, 126.63 kW로 제작

자동차 등록증의 최대 토크 및 출력보다 11.77%, 

17.77% 만큼 낮게 측정되었고, 2009년산 B차량은 

34,100 km를 주행한 최대 토크 및 출력이 262.65 

N·m, 127.28 kW로 12.16%, 17.35% 만큼 낮게 측

정되었다. 또한, 2009년산 C차량은 39,300 km를 

주행한 최대 토크 및 출력이 258.33 N·m, 128.87

kW로 13.60%, 16.32%만큼 낮게 측정되었고, 2008

년산 D차량은 42,800 km를 주행한 최대 토크 및 

출력이 256.23 N·m, 123.44 kW로 14.27%, 19.84%

만큼 낮게 측정되었으며, 2008년산 E차량은 

46,500 km를 주행한 최대 토크 및 출력이 245.58

N·m, 129.40 kW로 17.87%, 15.97%만큼 낮게 측정

되었다.

상기 측정값에서 자동차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

라 제작자동차 등록증의 최대 토크 및 출력 299 

N·m, 154 kW/6,000 rpm에 비하여 5대 차량의 최대 

토크 및 출력 값이 모두 달랐다. Table 3에는 상

기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5대 차량의 평균 최대 토크는 257.32 

N·m이고, 평균 최대 출력은 127.12 kW인데, 제작

자동차 등록증의 제원보다 평균적으로 최대 토크

는 13.94%만큼, 최대 출력은 17.45%만큼 낮게 측

정되었다. 실험에 적용되는 튜닝대상 가솔린자동

차는 상기 5대 차량 중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짧

고, 최대 토크의 값이 가장 큰 A차량(최대 토크 

263.82 N·m, 최대 출력 126.63 kW)을 선정하여 

Table 3 Investigation of driving distance, maximum 
power and torque for selecting the test 
driving car

Type of 
driving 

car

Manufac- 
turing year

Driving 
distance 

(km)

Maximum 
power 
(kW)

Maximum 
torque 
(N·m)

A
2009

29,500 126.63 263.82
B 34,100 127.28 262.65
C 39,300 128.87 258.33
D

2008
42,800 123.44 256.23

E 46,500 129.40 245.58
Average - 127.12 257.32

적용하였는데, 제작자동차 등록증의 최대 토크 

및 출력보다 11.77%, 17.77%만큼 낮았다. 

본 실험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선정된 

A차량 가솔린엔진의 흡기 다기관, 흡기 파이프, 

공기필터, 배기 다기관, 배기 파이프 및 소음기를 

3단계로 나누어 튜닝하고 장착하였다. 운행 가솔

린자동차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냉각수 온도를 

88 ~ 93 °C, 엔진오일 온도를 50 ~ 54°C, 자동변속

기오일 온도를 80 ~ 90°C로 될 때까지 운행 가솔

린자동차 튜닝엔진을 정지 상태에서 10 ~ 15분 동

안 공회전을 시킨 다음, 자동변속기를 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출발하여 일반도로에서 주행속도를 

지속적으로 가속시켰다.

스로틀 밸브 개도를 0°에서 최대 105°까지 전개시

키면서 연료차단이 발생되는 최대 엔진회전수까지 

가속하여 시험주행을 1 ~ 2회 하였다. 각 엔진회전수

에 대한 공연비, 토크 및 맵센서값은 동일한 엔진회

전수 상태에서 12 ~ 15초 동안 측정하였다. 출력은 

엔진회전수와 토크에 의해 산정하였다. 

운행 가솔린자동차의 비튜닝엔진 성능 및 배기 

배출물은 엔진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실험하여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운행 가솔린

자동차의 튜닝엔진에 대한 단계별 실험에서 성능

은 5 ~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였고, 단계

별 실험 적용기간은 7 ~ 10일 운행 후 실험에 적

용하였다.

배기 배출물 검사는 환경부고시 운행자동차 배

기 배출물 검사 시행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튜

닝하지 않은 대상자동차의 배기 배출물을 측정하

였는데, 5대 모두 허용기준에 적합하였다. 차대 

동력계 부하출력(마력)은 측정 대상 자동차의 차

량중량에 의하여 설정되는데, 부하출력(마력)의 

계산식은 식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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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rtia weight = Vehicle weight(kg)+136        (1)

Load horsepower(PS) = Inertia weight(kg)/136    (2)

Load output(kW) = Load horsepower(PS)×0.7355 (3)

상기 식에서 상수 136은 시험차량에 몸무게가 

68 kg인 두 사람이 탑승한 것으로 가정한 조건이

다. 본 실험에 적용된 차량중량은 1,540 kg인데, 

상기 계산식에 대입하면 부하마력은 12.32 PS이

고, 부하출력 환산은 9.06 kW이다.

공연비를 측정하기 위해 부착한 산소센서는 배

기 중에 함유된 산소량을 측정하여 토크에 따른 

실제공연비를 엔진회전수에 따라 계산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흡기 및 배기 시스템 튜닝 특성

본 연구에서는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닝엔진의 

공연비 및 성능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Table 4

와 같이 흡기 다기관, 흡기 파이프, 공기필터, 배

기 다기관, 배기 파이프 및 소음기를 3단계로 설

정하여 튜닝하고,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닝엔진 

2-1, 2-2 및 2-3으로 명칭을 붙였다. 표에서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엔진은 40 mm×30 mm의 사각 

알루미늄 흡기 다기관을,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

닝엔진 2-1, 2-2 및 2-3에는 동일하게 내경 47 

mm의 두랄루민 흡기 다기관을 적용하였다. 

Photo 4에는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엔진의 

순정 흡기 다기관을, Photo 5에는 튜닝엔진의 흡

기 다기관을 나타내고 있다. 흡기 파이프에 있어

서는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엔진에 대해 내경 

50 mm의 고무를 적용했고, 튜닝엔진 2-1, 2-2 및 

2-3에서는 내경 60, 65 및 70 mm의 스테인리스강

을 각각 적용하였다.

Photo 6에는 실험에 적용한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엔진의 순정부품 공기필터와 튜닝엔진의 

A, B 및 C형에 대한 공기필터를 나타내고 있다. 

비튜닝엔진의 직사각형 공기필터는 순정부품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튜닝엔진 2-1, 2-2 및 2-3에서

는 A, B 및 C형을 적용했다. A형은 스펀지형 습

식 필터로 온로드 및 비포장도로에 강하며 세척

이 가능하다. B형은 습윤식 필터로 세척이 불가

능하며, C형은 건식 필터로 응답성이 빠르고 세

척이 가능하다. 튜닝에 적용한 공기필터는 순정

Table 4 Specifications of intake manifold, intake pipe, 
air filter, exhaust manifold, exhaust pipe 
and silencer for non-tuned and tuned 
engines in a driving gasoline car

Non- 
tuning

Tuning

2-1 2-2 2-3

Intake 
manifold

Size(mm) 40×30 Inside diameter 47

Material Aluminum Duralumin

Intake 
pipe

Inside 
diameter 

(mm)
50 60 65 70

Material Rubber Stainless steel

Air filter Genuine A B C

Exhaust 
manifold

Inside 
diameter 

(mm)
32 38 42 45

Material Cast iron Stainless steel

Exhaust 
pipe

Inside 
diameter 

(mm)
60 63 70 77

Material Cast iron Stainless steel

Silencer
Item Genuine Tuning Variable

tuning

Material Alumite Stainless steel

Photo 4 Genuine intake manifold of non-tuned engine 
in a driving gasoline car

Photo 5 Intake manifold of tuned engine in a driving 
gasoline car



배명환 구영진 박희성780

Genuine A type

B type C type

Photo 6 Air filters of genuine, A, B and C types 
for non-tuned and tuned engines in a 
driving gasoline car

Photo 7 Genuine exhaust manifold of non-tuned 
engine in a driving gasoline car

Photo 8 Exhaust manifold of tuned engine in a 
driving gasoline car

품인 종이필터에 비해 흡입효율이 좋고,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예방과 비

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배기시스템의 튜닝에 대해서 운행 가솔린자동차 

Photo 9 Genuine exhaust pipe and silencer of non- 
tuned engine in a driving gasoline car

Photo 10 Exhaust pipe and variable tuned silencer 
of tuned engine in a driving gasoline car

튜닝엔진 2-1은 내경 38 mm, 2-2는 내경 42 mm, 

2-3은 45 mm의 스테인리스강 소재의 배기 다기관

을 장치하였다. Photo 7에는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

튜닝엔진의 순정 배기 다기관을, Photo 8에는 튜닝

엔진의 배기 다기관을 나타내고 있다.

배기 파이프는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엔진

의 경우에는 기존 순정 주철 소재의 내경 60 mm

가 장착되어 있고, 튜닝엔진 2-1, 2-2 및 2-3에서

는 내경 63, 70 및 77 mm의 스테인리스강 소재

의 제품을 각각 장착하였다.

Photo 9에는 실험에 적용한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엔진의 순정 배기 파이프 및 소음기이며, 

Photo 10에는 튜닝엔진에 적용한 배기 파이프 및 

가변형 튜닝소음기를 나타내고 있다.

3.2 공연비 특성

Fig. 2에는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 및 튜닝 

엔진 2-1, 2-2, 2-3에 대해 최대 엔진회전수까지 

가속시키면서 엔진회전수에 따른 실제공연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엔진회전수 3,000 rpm까

지는 엔진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실제공연비가 급

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3,000 rpm을 초과하면 

엔진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실제공연비가 아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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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air/fuel ratio as a function of 
engine speed between non-tuning, and tuning 
engines 2-1, 2-2 and 2-3 in a driving 
gasoline car

미하게 감소하고 있다. 가솔린의 이론공연비는 

14.7이기 때문에, 엔진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공연비가 낮게 나타나 당량비는 1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닝엔진은 엔진회전수 3,000 

rpm부터 튜닝 2-3의 실제공연비가 대부분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한편, 엔진회전수가 5,500 rpm을 초과

하면서 튜닝엔진의 실제공연비가 거의 대부분 비

튜닝엔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연구(11)의 흡기시스템만을 튜닝했을 경우와 비

교해 보면, 흡기 및 배기 시스템을 튜닝한 경우에

는 엔진회전수 3,500 rpm을 초과하면 실제공연비가 

약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전연구(11)의 흡기시스템만을 튜닝했을 경우에

도 흡기 파이프 내경 차 및 공기필터 특징에 대

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실제공연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배기 

시스템을 튜닝하여 부착했는데, 배기 파이프와 

배기 다기관의 내경이 클수록 배출 배기량은 많

아지지만, 배출속도는 작아진다. 또한, 고속에서

는 배출속도가 빨라진다. 본 연구에서의 엔진회

전수에 따른 실제공연비는 이러한 복합적인 파라

미터가 형성되어 변화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3 성능 특성

Fig. 3에는 최대 엔진회전수까지 가속시키면서 

엔진회전수에 따른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 및 

Fig. 3 Comparison of average torques as a function 
of engine speed between non-tuning, and 
tuning engines 2-1, 2-2 and 2-3 in a driving 
gasoline car 

튜닝 엔진 2-1, 2-2, 2-3의 평균 토크 측정값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비튜닝엔진은 엔진회전수

가 3,000 rpm보다 작아지면 토크값의 감소변화가 

아주 미세하지만, 엔진회전수가 4,000 rpm을 초과

하면 토크값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튜닝엔진은 

엔진회전수가 4,000 rpm 이하에서는 토크값이 거

의 직선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토크값의 크기

는 튜닝엔진 형태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3,200~4,300 rpm 사이에서는 2-1, 2-2 및 2-3의 순

서로, 3,200 rpm 이하에서는 2-3, 2-2 및 2-1의 순

서로 토크값이 커지고 있다. 

최대 토크값에 대해서 비튜닝엔진은 엔진회전

수 3,000~4,000 rpm 사이에, 튜닝엔진은 4,300 ~ 

5,300 rpm 사이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각각 최대값 전후에서 엔진회전수 증가 및 감소

에 따라 토크값이 낮아지고 있다. 토크값 크기는 

튜닝엔진 형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

만, 최대 토크값이 나타나는 범위에서는 2-1, 2-2 

및 2-3의 순서로 토크값이 커지고, 엔진회전수 

5,300 rpm 이상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배기 파이프의 길이와 구경을 변경시키면 배압

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토크값도 달라진다. 엔진

을 튜닝시키는 주요목적은 토크값을 높여 출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배기 파이프의 

구경이 커지면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엔진 토

크값은 떨어진다. 그러나 엔진회전수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유속도 증가하기 때문에 토크값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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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ximum torques of non-tuning, and tuning 
engines 2-1, 2-2 and 2-3 in a driving 
gasoline car(Maximum torque of specifi- 
cation engine : 299 N·m)

Measured 
value(N·m)

Improved 
rate(%)

Measured value/ 
Specification(%)

Non-tuning 263.82 100.00 88.23
Tuning 2-1 268.49 101.77 89.80
Tuning 2-2 273.77 103.77 91.56
Tuning 2-3 278.36 105.51 93.10
Average of 
tuning 2-1, 
2-2 and 2-3

265.62 103.68 91.49

Fig. 4 Comparison of average powers as a function 
of engine speed between non-tuning, and 
tuning engines 2-1, 2-2 and 2-3 in a driving 
gasoline car 

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튜닝엔진의 배기 파이프 구

경이 비튜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중․저속 영역에서

는 토크가 낮아졌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토크가 증

가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배기 

파이프의 구경에 대한 영향만이 아니고, 흡기시스

템과 소음기의 튜닝 효과도 포함되어 나타나기 때

문에 단순하게 고찰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Table 5에는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 및 튜

닝 엔진 2-1, 2-2, 2-3의 최대 토크 측정값을 나타

내고 있다.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닝엔진의 최대 

토크값는 비튜닝엔진에 비하여 평균 103.68%로 

증가되었다. 또한,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엔진

의 최대 토크값은 제작자동차 등록증에 나오는 

값의 88.23%임에 비하여 튜닝엔진의 경우에는 평

균적으로 91.49%로 3.26%가 증가되었다.

Fig. 4에는 최대 엔진회전수까지 가속시키면서 

엔진회전수에 따른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 및 

튜닝 엔진 2-1, 2-2, 2-3의 평균 출력값을 나타내

Table 6 Maximum powers of non-tuning and tuning 
engines 2-1, 2-2 and 2-3 in a driving 
gasoline car(Maximum power of specifi- 
cation engine : 154 kW)

Measured 
value(kW)

Improved 
rate(%)

Measured value/ 
Specification(%)

Non-tuning 126.63 100.00 82.23

Tuning 2-1 150.73 119.03 97.88

Tuning 2-2 151.67 119.77 98.49

Tuning 2-3 152.26 120.24 98.87

Average of 
tuning 2-1, 
2-2 and 2-3

151.55 119.68 98.41

Fig. 5 Comparison of intake manifold absolute 
pressures as a function of engine speed 
between non-tuning, and tuning engines 
2-1, 2-2 and 2-3 in a driving gasoline car

고 있다. 그림에서 엔진회전수가 약 3,800 rpm보

다 작으면 비튜닝엔진의 출력값이 튜닝엔진 출력

값보다 더 크고, 3,800 rpm을 초과하면 튜닝엔진

의 출력값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엔진의 부품튜닝만

을 했을 뿐, ECU에 대한 매핑 튜닝은 하지 않았

다. 그러나 부품튜닝에 맞춰 ECU 매핑 튜닝이 

이루어지면 저속에서도 충분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엔진은 엔진회전수 

약 5,000 rpm까지 엔진회전수의 증가에 따라 출력

값도 증가하지만, 5,000 rpm을 초과하면 출력값이 

약간 감소를 보이다가 6,000 rpm을 초과하면 출력

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튜닝엔진의 경우에는 

엔진회전수 5,250~6,000 rpm에서 최대 출력값을 

나타내었고, 6,000 rpm부터는 출력값이 감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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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튜닝엔진의 형태에 따른 출력값 크기

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2-1, 2-2 및 2-3

의 순서 약간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 및 튜닝 엔진 2-1, 

2-2, 2-3의 최대 출력값을 Table 6에 나타내고 있

다. 운행자동차에서 튜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출

력은 제작자동차 등록증에 나오는 출력에 비하여 

17.17%가 감소되었는데 반하여, 튜닝을 하는 경

우에는 출력이 제작자동차 등록증에 나오는 출력

에 비하여 1.59%가 감소되어 튜닝에 의해 운행자

동차의 출력이 상당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에서는 최대 엔진회전수까지 가속시키면

서 엔진회전수에 따른 운행 가솔린자동차 비튜닝 

및 튜닝 엔진 2-1, 2-2, 2-3에 대한 흡기 다기관의 

절대압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튜닝엔진의 경우에

는 엔진회전수 약 3,800 rpm 이상에서, 비튜닝엔

진의 경우에는 엔진회전수 약 2,600 rpm 이상에서 

절대압력이 대기압 이상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급기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이것은 Fig. 4에서 보여준 것처럼 튜닝엔진은 

회전수가 약 3,800 rpm보다 작은 경우에 출력이 

작지만, 엔진회전수 3,800 rpm 이상부터 과급기가 

작동되어 출력이 상승되어 비튜닝엔진의 출력값

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가솔린엔진의 흡기 다기관, 흡기 파이프, 공기

필터, 배기 다기관, 배기 파이프 및 소음기를 튜

닝하여 실제 운행자동차에 적용하였을 경우, 안

전운행 및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닝엔진의 공연비 및 

성능 특성을 실험에 의해 측정하여 고찰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엔진회전수 3,000 rpm부터 운행 가솔린자동

차 튜닝엔진 2-3의 실제공연비가 대부분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엔진회전수가 5,500 rpm을 초과하

면서 튜닝엔진의 실제공연비가 거의 대부분 비튜

닝엔진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닝엔진의 토크는 엔진

회전수 4,000~4,500 rpm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튜닝엔진의 최대 토크값이 비튜닝엔진보다 평균 

103.68% 만큼 증가되었다.

(3) 엔진회전수 3,800 rpm을 초과하면 운행 가

솔린자동차 튜닝엔진의 출력이 비튜닝엔진보다도 

증가하였고, 최대 출력은 엔진회전수 5,250~6,000 

rpm에서 나타났는데, 튜닝엔진의 경우에 비튜닝

엔진보다도 최대 출력이 평균 119.68% 만큼 증가

되었다.

(4) 운행 가솔린자동차 튜닝엔진의 경우에는 엔

진회전수 약 3,800 rpm 이상에서, 비튜닝엔진의 

경우에는 엔진회전수 약 2,600 rpm 이상에서 과급

기가 작동되어 절대압력이 대기압 이상으로 상승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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